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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numerical investigation of dynamic characteristics of 2.5MW-class wind turbine gearbox in 

which the misalignment improvement of plenary gear shafts by the flexible pins and the dynamic impact response are analyzed by 

the finite element method. The tooth contact between gears is modelled using the line element having the equivalent tooth stiffness 

and the contact ratio to accurately and effectively reflect the load transmission in the internal complex gear system. The equivalent 

tooth stiffness is calculated by utilizing the tooth deformation analysis and the impulse torque is applied to the input shaft for the 

dynamics response characteristic analysis. Through the numerical experiments, the equivalent tooth stiffness model was validated and 

the misalignment improvement of planetary gear shafts was confirmed from the comparison with the cases of fixed shafts at one and 

both 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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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풍력발 기의 기어박스는 상 으로 낮은 블 이드의 

회 수를 발 기를 구동하기에 충분한 회 수로 증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제한된 공간속에서 높은 증속비를 해 링기어 

(ring gear), 선기어(sun gear) 그리고 유성기어(planetary 

gear)로 구성된 복잡한 기어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Cho 

et al., 2013). 한편, 기어박스는 블 이드를 통해 달되는 

각종 외력에 의해 동  변형을 일으키게 되고 그 결과 맞물려 

회 하는 기어 의 기어축들은 상 으로 뒤틀리게 된다 

(Barone et al., 2004). 이러한 기어축 미스얼라인먼트 

(misalignment)는 기어 물림률을 하시킬뿐만 아니라 

진동을 유발시키고 기어의 구조  강도를 하시키게 된다. 

풍력발 기의 용량 추세에 따른 경량화 설계(Jeong et al., 

2012)에 있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두되고 있으며 

이를 한 안들이 강구되고 있다.

링기어, 선기어 그리고 유성기어로 구성된 유성기어 셑 

(planetary gear set)은 증속에 추 인 역할을 할뿐더러 

기어시스템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축 정렬이 특히 

요구된다. 재 유성기어 셑의 미스얼라인먼트를 해결하기 

한 방안으로 유연축(flexible pin)을 채용한 유성기어축과 

유동 선기어(floating sun gear)가 집 으로 연구되고 

있다(Zhu et al., 2012; Nejad et al., 2014). 유연축의 

경우에는 기어축 내부에 공을 형성하여 기어축이 기울어 

지더라도 유성기어는 항상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반면, 

유동 선기어는 기어축을 고정시키지 않고 공간상에 떠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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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jor components of horizontal-axis wind turbine 

(AGMA, 2003)

하여 맞물려 있는 유성기어들의 기울임에 응 으로 축정렬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기어박스의 구조해석 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복잡한 

내부 기어시스템을 그 로 반 하는 것은 모델링 작업의 

어려움은 물론 엄청난 수의 유한요소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유한요소 모델링 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해 기어 치형에 

작용하는 력을 기어축이나 축을 지지하는 베어링에 등가 

시켜 복잡한 형상의 기어열을 모델링에서 배제시켜 왔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 기어박스 모델링은 기어열의 연성(flexibility)과 

치 력을 정확히 반 하지 못할뿐더러 기어열의 분포된 

질량에 의한 성력을 정확히 반 할 수 없는 문제 을 안고 

있다(Özgüven and Housner, 1988; Cho et al., 2013).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1단 유성 기어축에 유연핀을 

용한 2.5MW  풍력발 기용 기어박스의 정교하고 효과 

인 동응답 해석에 한 것이다. 이를 통해 1단 유성기어 셑 

내부의 기어축 미스얼라인먼트의 개선여부와 기어박스 체의 

동응답 특성을 수치해석 으로 고찰하 다. 복잡한 기어시스템 

내부의 기어 을 정확하고 효과 으로 구 하기 해 

치 을 등가 치강성계수를 갖는 스 링요소로 모델링 

하 다. 그리고 수치실험을 해 기어박스 입력축에 토오크를 

부과하여 기어축의 상  기울기와 기어박스 주요 지 에서의 

동응답을 분석하 다. 

2. 유연핀을 채용한 풍력발 기용 기어박스

2.1 기어박스의 구조

풍력발 기는 블 이드 로터축의 자세에 따라 수평축 

(horizontal-axis)과 수직축(vertical-axis)으로 별된다 

(Walker and Jenkins, 1997). 수직축에서는 사보니우스 

타입의 블 이드들이 수직방향으로 배열되어 수직축을 심으로 

회 하게 된다. 구조가 비교  단순하고 제작이 용이한 장 이 

있지만 용량에는 한계가 있다. Fig. 1은 수평축 형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구조  안정성과 해상으로의 확장성이 높아 

최근에는 이 형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수평축 풍력발 기는 블 이드를 지지하는 로터축, 회 수를 

증폭시키기 한 기어박스 그리고 기를 생산하기 한 

발 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구성요소들은 베드 이트 

(bedplate)에 설치되며, 나셀(nacelle)이라 불리는 하우징에 

의해 보호된다. 나셀로 포장된 이들 상부체는 요베어링(yaw 

bearing)에 의해 바람방향으로 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기어박스 하우징에는 토오크 암(torque arm)이 부착되어 

있어 기어박스가 로터축과 더불어 회 하는 것을 지하게 

된다.

Fig. 2 Three-stage gear system and housing 

Fig. 2는 본 연구의 상인 3단으로 구성된 2.5MW  

기어박스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우징으로 둘러싸여 있는 

내부 기어시스템은 입력축, 1단과 2단 유성기어 셑, 3단 그리고 

출력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좌측의 입력축은 풍력블 이드 

축과 연결되어 풍하  에 지를 토오크 형식으로 1단 유성 

기어 셑의 링기어에 달하게 된다. 링기어에 달된 토오크는 

유성기어와 선기어를 통해 2단 유성기어 셑의 선기어에 

달되며 유성기어를 통해 링기어에 달된다. 2단 유성기어 

셑의 링기어에 달된 토오크는 링기어축을 통해 3단 기어로 

달되며 원하는 속도비로 증속된 출력축의 회 력은 최종  

으로 발 기에 달되게 된다. 참고로 2단 선기어 축과 1단 

선기어 축은 동일 축상에 놓여있지만 자는 공축으로 되어 

있어 1단 선기어 축이 그 내부로 통과하도록 되어 있다.

2.2 유연핀(flexible pin)

Fig. 3은 5개의 유성기어로 구성되어 있는 1단 유성기어 

셑을 나타내고 있으며, 유성기어들을 둘러싸고 링기어가 설치 

되어 있고 심에 하나의 선기어가 설치되어 있다. Fig. 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링기어는 얇은 실린더형 외륜이 입력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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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연장되어 있어 입력 토오크가 달되게 된다. 반면, 

공축으로 되어 있는 선기어 축은 베어링으로 지지되어 있으며 

좌단에 디스크 형식의 1단 링기어 달 과 결합되어 있다. 

한편, 유성기어는 좌우 지지 을 가진 라켓(bracket)에 

설치된 고정축에 얇은 베어링을 이용하여 회  가능하도록 

조립되게 된다.

         

Fig. 3 First-stage planetary gear set with the flexible pins

Fig. 4는 본 연구에서 1단 유성기어 셑에 채용한 유연핀의 

기하학  형상과 주요 치수를 나타내고 있다. 선은 가운데 

실축(solid shaft)과 얇은 링부분의 상  거동을 시  

으로 나타내고 있다. 즉, 기어축이 기울어지더라도 얇은 링부분의 

반 방향으로의 처짐에 의해 유성기어의 면은 수평을 유지할 

수 있다. 주어진 축의 외경과 얇은 링의 두께에 해서 

유연핀의 이러한 상반되는 처짐의 라메트릭 분석을 하여 

공 부분의 간격 의 실축 반경에 에 한 상 비를 

설계변수로 설정하 다.

Fig. 4 Geometry and design variables of flexible pin

서로 맞물려 회 하는 한 의 기어에 있어 기어축의 

미스얼라인먼트는 두 축의 상 인 기울기로 계산된다. Fig. 

5는 두 축 1과 2의 변형 후의 기하학  형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변형 후 두 축의 축방향 벡터 ′과 ′는 축상의 임의 

지 들의 변 벡터 ′   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형 후 두 축의 상 인 기울기 는 벡터 ′과 ′의 

내 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 ′′ 
′′

 ′ ′′ 
′′

 (1)

  ′⋅′ (2)

Fig. 5 Relative slope between two shafts

3. 기어박스의 동응답 해석

 

기어박스 내부에는 다수의 기어들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어 

치형상을 반 한 치  모델링은 모델링 자체의 번잡함은 

물론 엄청난 요소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해 종래에는 기어를 등가의 성모멘트를 갖는 집 질량과 

링크요소에 의한 회 력 달방식으로 단순화 하 다(Cho et 

al., 2013; 2015). 하지만 이러한 종래 방식은 기어 몸체의 

분포질량과 연성(flexibility)이 반 되지 못하여 고유거동과 

동응답 해석에 어느 정도의 오차를 유발하게 된다.

Fig. 6 Tooth contact model using the equivalent tooth 

stiffness(Cho et al., 2015 )

종래 단순화된 치  모델링의 단 을 보완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Fig. 6에 도시한 보완된 치  모델을 용 

하 다. 맞물려 회 하는 두 기어의 치형을 등가의 치강성계수를 

갖는 스 링요소로 체하고 기 선(base line) 이하의 기어 

몸체는 그 로 유연체로 모델링하 다. 이 게 모델링 함으로서 

달력은 물론 기어의 동 효과와 유연성을 제 로 반 할 수 

있게 된다.

기어박스와 내부 기어시스템이 차지하는 공간상의 기하학  

역을 라고 표기하고 그 경계를 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그러면 기어박스 체의 동변  는 다음의 지배방정식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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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건과 변  경계조건 

    (4)

 
  × (5)

그리고 하  경계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 






   × 

(6)

 식에서 ,  그리고 는 성계수, 도 그리고 자 을 

의미하고, 과 는 각각 변 경계, 하 경계 그리고 

치  경계를 나타낸다. 한편,  , ,  그리고 는 각각 

외력, 등가 치강성계수, 기어폭 그리고 헬릭스 각(helix 

angle)을 나타내며 은 경계에서의 수직 단 벡터를 의미한다. 

Fig. 7 Spring element and finite element model for 

evaluating the equivalent tooth stiffness

(Cho et al., 2015) 

Fig. 7은 치 을 등가 치강성계수를 갖는 스 링요소로 

모델링한 것을 도시하며, 맞물리는 한 의 기어의 등가 

치강성계수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7)

여기서, 는 물릴률(contact ratio)을 그리고 와 는 각 

기어의 치강성계수를 나타낸다. 우측 그림은 각 기어의 치강 

성계수를 구하기 한 유한요소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기어 

치는 유연체로 모델링하고 기어 몸체는 강체로 가정하여 구속 

하고 선을 따라 작용선(line of action) 방향으로 균일 

분포하 을 작용시킨다. 유한요소해석으로 작용선 방향으로의 

변  를 구해 치강성계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8)

4. 수치해석  결과

4.1 수치해석 모델

Fig. 8은 본 연구의 상인 2.5MW  기어박스에 한 

유한요소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기어박스의 자 을 고려 

하 으며, 로터축과 연결되는 입력축과 발 기 축과 연결되는 

출력축에 각각 임계 토오크 와 반력 , 를 부과하고 

방향으로 변 를 구속하 다. 그리고 입력축을 강체부재로 

확장하고 그 테두리를 반경방향으로 구속하 으며, 좌우 

토오크 암은 Fig. 1을 참고하여 지지하는 측벽과는 무마찰 

을 그리고 면과는 스 링요소로 지지하 다. 모든 기어들의 

치 은 Fig.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등가 치강성계수를 갖는 

스 링 요소로 연결하 으며, 기어축과 베어링 그리고 링기어와 

하우징과 같이 상 으로 회 이 가능한 부 는 무마찰 

슬라이딩 조건을 부과하 다. 

Fig. 8 Loading and boundary conditions

AGMA 설계기 (2003)에는 극한 운 조건에 한 하  

시나리오들이 규정되어 있으며, 2.5MW  풍력발 기에 한 

최악의 극한 토오크에 안 율 1.25를 용하여 입력 토오크 

를 4,078kN․m로 설정하 다. 그리고 발 기 축에 의한 

반력은  1.875kN과  0.5kN을 부과하고 토오크 

암의 스 링 상수는 187.5kN/mm로 설정하 다.

내부 기어시스템을 포함한 기어박스는 10  2차 테트라요소 

(tetra element)로 격자망을 생성하 으며, 총 요소수는 

357,286개 이며, 총 수는 644,722개 이다. 극한 토오크에 

한 선형 정 해석은 상용 유한요소 로그램인 midas NFX 

(2010)로 수행하 다. Table 1은 유한요소해석에 사용된 

기어박스 주요 부품에 한 재료물성치를 나타내고 있다. 

재료물성치는 외국 제품의 벤치마킹과 AGMA 설계기  

(2003)을 토 로 선정하 다.

Table 2는 구성기어들의 압력각, 헬릭스 각도, 물림률 

그리고 계산된 치강성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참고로 1단, 2단 

유성기어 셑에서의 물림률은 선-유성 그리고 유성-링기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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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ing 

method

Number of planetary gear shafts

1 2 3 4 5

One-end fixed 0.0211 0.0094 0.0044 0.0152 0.0497

Both-end fixed 0.0038 0.0008 0.0013 0.0022 0.0035

Flexible

pin

0.2 0.0068 0.0066 0.0061 0.0019 0.0025

0.3 0.0041 0.0009 0.0387 0.0011 0.0024

0.4 0.0057 0.0035 0.0053 0.0004 0.0014

0.5 0.0046 0.0046 0.0049 0.0002 0.0011

Table 3 Relative slopes between first-stage planetary 

shaft and sun gear shaft(unit: degree) 

Density

(kg/m
3
)

Young's 

modulus

(GPa)

Poisson's 

ratio

Yield 

stress

(MPa)

Parts

6,900 170 0.28 240 Housing

7,800 200 0.26 450

Brackets

(Planetary

gear sets)

7,800 205 0.29 460 Gears, Shafts

7,800 205 0.29 415 Pins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the major parts

값을 각각 나타낸다. 구조해석 결과, 변 는 1단 유성기어 

지지 에서 4.72mm의 최 값이 발생하 으며 등가응력은 

기어박스와 토오크암 연결 코 부에서 165.85MPa이 발생하 

으며, 안 율 1.25를 만족하 다. 

Stage Gear

Pressure

angle 

(deg)

Helix

angle

(deg)

Contact 

ratio

Tooth 

stiffnes

(kgf/mm)

1

Sun

20 -
1.461

1.664

35,890.5

Planetary 47,484.4

Ring 57,481.5

2

Sun

20 -
1.531

1.822

50,042.8

Planetary 49,870.9

Ring 86,552.1

3
Driving

20 22.2 3.538
39,361.7

Driven 37,336.5

Table 2 Specifications and equivalent tooth stiffness 

of gears

4.2 유연핀 기울기  응력

Table 3은 1단 유성기어 축의 선기어 축과의 상  

기울기를 각도로 계산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앞의 Fig. 3을 

참고하여 일단지지와 양단지지는 축의 내부에 공이  

없는 솔리드 형태의 축을 의미한다. 일단 그리고 양단지지는 

축의 좌우 끝단이 하나만 고정되든지 아니면 모두 고정된 

경우이다. 그리고 유연핀의 각 경우는 Fig. 4에 나타낸 가운데 

공부분의 상 크기를 나타낸다.

일단지지의 경우에는 모든 유성기어 치에 해 상 으로 

큰 상  기울기를 보이며 5번 치에서 최 값 0.0497도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양단지지의 경우에는 일단지지에 비해 

상 으로 낮은 값을 나타내며 1번 치에서 0.0038도의 

최 값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유연핀의 경우에는 B/A가 

0.3인 경우에 상 으로 낮은 상  기울기를 나타내며 1번 

치에서 최 값 0.0041도를 보여주고 있다. 양단지지의 

경우와 비교하면 거의 유사한 크기의 상  기울기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Table 4의 링기어와의 상  

기울기 값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결과로부터 설계변수 

B/A를 보다 히 선정함으로서 상  기울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Supporting 

method

Number of planetary gear shafts

1 2 3 4 5

One-end fixed 0.0112 0.0012 0.0144 0.0252 0.0397

Both-end fixed 0.0038 0.0009 0.0013 0.0022 0.0036

Flexible 

pin

0.2 0.0068 0.0055 0.0073 0.0030 0.0015

0.3 0.0068 0.0019 0.0007 0.0017 0.0005

0.4 0.0056 0.0354 0.0052 0.0005 0.0015

0.5 0.0042 0.0054 0.0045 0.0004 0.0015

Table 4 Relative slopes between first-stage planetary 

shaft and ring gear shaft(unit: degree)

다음의 Table 5는 유성기어 축에 발생하는 최  등가응력을 

비교하고 있으며, 최 값을 나타내는 유성기어 치에서의 

응력분포는 Fig. 9에 나타내었다. 양단지지의 경우가 가장 

낮은 등가응력을 나타내며, 유연핀은 일단 그고 양단지지 

모두에 비해 히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Table 

1에 나타낸 유성핀의 항복응력 415MPa 보다 히 낮으며 

안 율 3.01~3.21로서 허용 안 율 1.2를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Supporting

method

One-end

fixed

Both-end 

fixed

Relative gap(B/A) of 

flexible pin

0.2 0.3 0.4 0.5

Max. stress 

(MPa)
71.6 25.7 129.2 129.9 137.7 129.6

Table 5 Maximum effective stress of first-stage 

planetary gear shaft

Fig.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일단지지와 양단지지의 경우에는 

최  등가응력이 축의 지지단에서 발생하는 반면, 유연핀에서 

B/A가 0.3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공부의 코 에서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형 인 코 부 응력집  

(stress concentration) 상(Cho and Lee, 2014)에 기인한 

것으로서, 코 부의 반경을 키움으로서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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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Left and right torque arms of gearbox

있다. 공부의 상 크기 B/A가 0.3인 경우에서는 일단 

그리고 양단지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운데 얇은 실축의 

지지단 부 에서 최  등가응력이 발생하 다. 유연핀의 

경우에는 가운데 공부를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응력증가는 필연 이다. 하지만 허용응력보다 히 낮고 

안 율이 3이상이기 때문에 구조강도  측면에서는 문제시 

되지는 않는다. 

(a)

     
(b)

(c)

    
(d)

(e)

   
(f)

Fig. 9 Effective stress distributions of planetary gear 

shafts: (a) both-end fixed, (b) one-end fixed, (c) 

flexible pin (B/A=0.2), (d) flexible pin (B/A=0.3), (e) 

flexible pin (B/A=0.5)

4.3 동응답 결과

동응답 해석을 해 Fig. 8의 입력단 토오크 를 임펄스 

토오크(impulse torque)로 체하 으며, 강체부재에 우력 

100N을 0.1  동안 부과하 다. 시간간격(time step)은 

1차 고유주 수를 기 으로 0.0138 로 하 으며 감쇠는 

일반 구조물에 용되는 감쇠비 2%를 용하 다. Fig. 10은 

기어박스의 회 자유도를 구속하기 한 좌우 토오크 암의 

치를 나타내며, Fig. 11과 12는 토오크 암의 시간과 주 수 

응답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미미한 차이이지만 우측 토오크 암이 다소 높은 동변  

시간응답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 수 응답은 특정 주 수 

역을 제외하고 거의 동일한 응답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주 수 역 10Hz이하 그리고 25~30Hz 역에서 좌측 

토오크 암이 낮은 동변 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좌우 

토오크 암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서로 다른 시간 그리고 

주 수 응답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입력단에서 

바라보았을 때 토오크가 특정방향, 즉 시계방향으로 입력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크가 나타나는 주 수 2.82, 10.74, 

17.53, 35.14과 38.34Hz는 기어박스의 고유주 수임을 

확인하 다. 

Fig. 11 Time responses of dynamic displacement at 

torque arms

Fig. 12 Frequency responses of dynamic displacement 

at torque arms

Fig. 13은 내부 기어시스템 내 측  세 곳을 보여주고 

있으며 1, 2단 유성 캐리어와 1단 링기어 컨넥터에서의 

동응답 특성을 고찰하 다. 세 지 에서의 변  시간응답을 

나타내는 Fig. 14로 부터 입력 토오크가 최 로 달되는 1단 

유성기어 시스템의 임에 해당하는 1단 유성 캐리어(지  

C)가 가장 높은 동변 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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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Three points in the internal gear system

(A: 2nd-stage planetary carrier, B: 1st-stage ring 

gear connector, C: 1st-stage planetary carrier)

Fig. 14 Time responses of dynamic displacement at 

three points in the gear system

Fig. 15 Frequency responses of dynamic displacement 

at three points in the gear system

입력단 토오크를 1단 유성기어 셑으로 달하는 1단 링기어 

컨넥트 그리고 출력단으로 증속된 회 비를 달하는 2단 

유성기어 셑의 지지 (지  A)으로 갈수록 동변 가 하게 

어듦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변 와 반력으로 구속 

되어 있는 출력단으로 갈수록 동변 가 감소해야 하는 사실과 

잘 일치하고 있다. 한편, Fig. 15는 세 지 에서의 주 수 

응답을 보여주고 있으며, Fig. 12에 나타낸 기어박스 체에 

해당하는 좌우 토오크 암의 공진응답과 달리 10.74, 35.14 

그리고 38.34Hz에서만 피크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이 세 주 수가 내부 기어시스템의 고유주 수에 해당 

되기 때문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유연핀을 채용한 2.5MW  풍력발 기용 

기어박스의 기어축 미스얼라인먼트 개선여부와 주요 지 에서의 

임펄스 토오크에 한 시간 그리고 주 수 응답을 고찰하 다. 

복잡한 내부 기어시스템의 치 은 치형의 등가 치강성계수를 

도입하여 모델링하 다. 

극한 토오크 그리고 임펄스 토오크 입력에 한 유한요소 

해석 결과, 다음의 주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유연핀을 

용한 유성 기어축은 일단지지에 비해 기어축 미스얼라인먼트가 

히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성기어 치에 해 거의 

균일한 축 기울기를 나타내었다. 둘째로, 유연핀 공부분의 

상 크기 B/A는 미스얼라인먼트에 큰 향을 미치며, B/A가 

0.3일 때 기어축의 상 기울기가 가장 낮았다. 셋째로, 유연핀의 

경우에는 내부 공부의 코 에서 큰 응력집 이 발생하지만, 

재질의 허용응력보다는 히 낮은 값으로 명되었다. 넷째, 

좌우 토오크 암은 임펄스 토오크에 해 미미한 차이지만 서로 

다른 동응답 특성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기어박스의 

동변 는 출력단으로 갈수록 그 진폭이 일률 으로 감소하  

으며, 고유주 수에서 뚜렷한 공진응답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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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는 2.5MW  풍력발 기용 기어박스의 동특성 분석에 한 것으로서, 유연핀(flexible pin) 채용에 따른 유성기어

축의 미스얼라인먼트(misalignment) 개선여부와 충격하 에 따른 기어박스의 동응답 특성을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고찰하

다. 내부의 복잡한 기어시스템의 하 달을 정확하게 그리고 효과 으로 반 하기 해 치 을 등가 치강성계수를 갖는 

스 링요소와 물림률을 이용하여 모델링하 다. 기어의 등가 치강성계수는 기어치에 한 변형해석을 통해 계산하 으며, 

동특성 분석을 해 기어박스 입력단에 충격 토오크를 부과하 다. 수치실험을 통해 등가 치강성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

으며, 양단 그리고 일단 고정축과의 상  비교를 통해 유연핀 용에 따른 유성기어축의 미스얼라인먼트 개선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 2.5MW  풍력발 기, 기어박스, 유성기어 셑, 기어축 미스얼라인먼트, 유연핀, 축 기울기, 등가 치강성계수, 동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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